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geWell New York은 뉴욕주가 승인한 관리형 
장기 치료(MLTC) 플랜입니다. 저희는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과 장애가 있어 건강 
및 장기 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집에서 
안전하고 독립적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을 
돕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저희 전담 케어 매니저, 
간호사, 사회 복지사는 가입자와 그 가족, 
담당 의사와 함께 협력하여 가입자분의 
건강상 요구와 개인 관리에 대한 요구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AgeWell 
New York은 서비스를 조율하고 비용을 
지불하며 최적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상의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AgeWell New York 의 Medicare Advantage 처방약 
플랜, Medicare-Medicaid 플랜 및 관리형 
장기 치료 플랜은 고품질의 저렴한 의료 
보장을 Medicare 가입자, Medicaid 가입자 
또는 Medicare 및 Medicaid 모두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 Westchester, Bronx, New York (Manhattan), Queens, 
Kings (Brooklyn), Nassau 및 Suffolk 카운티를 
포함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독립 소비자 옹호 네트워크
(Independent Consumer Advocacy Network, ICAN)에 
연락하여 보험 보장, 불만 제기, 이의 제기 
옵션에 대해 무료로 독립적인 자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의 제기 
절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ICAN 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1-844-614-8800
(TTY 중계 서비스: 711)
웹: www.icannys.org
이메일: ican@cssny.org

Medicaid 관리형
장기 치료 
(MLTC)

1.866.586.8044 
agewellnewyork.com

다음에 해당될 경우 가입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Westchester, Bronx, New York, Brooklyn, Queens, Nassau 
또는 Suffolk 카운티의 주민이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복지국(LDSS) 또는 주정부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Medicaid 가입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AgeWell New York 및/또는 뉴욕주 보건부(NYSDOH)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균일 평가 시스템(UAS)을 
통해 MLTC 가입 자격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  AgeWell New York이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 장기 치료 서비스(CBLTCS)를 
발효일로부터 120일 이상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 가정에서 받는 간호사 서비스
 – 가정에서의 치료
 – 가정 간병인 서비스
 – 가정에서 받는 개인 관리 서비스
 – 성인 일일 건강 관리
 – 개인 간호사 또는
영구적 요양원 입소 자격 대상자의 예외로서 
가입 시점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 가능성 
없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가시거나 남아 
있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수신자 부담 전화 1.866.586.8044
TTY/TDD 1.800.662.1220

info@agewellnewyork.com

집과 지역사회에서 
가입자분의 건강과 개인적 
필요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언어는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저희는 이중 언어 
사용 직원과 서비스 제공자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문서 자료를 마련해두
었습니다. 구두 통역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
됩니다. 어떤 언어가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
시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Welcome   환영합니다  歡迎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Bienvenido   Benvenuto    
Alo é Byenveni

네! 저는 AgeWell New York Medicare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         

주소         

         

도시         

주   NY     

전화 번호        

통화 선호 시간        

사용 언어  ̈  영어  ̈  스페인어  ̈  중국어  ̈  러시아어  ̈  한국어 

기타         

날짜         

에이전트 이름        

NPN #         

이 카드를 반납함으로써, 귀하는 공인 대리인 또는 
면허가 있는 보험 에어전트가 귀하에게 연락하여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agewellnewyork.com 
수신자 부담 전화 866.586.8044

가입 자격과 가입에 대한 문의는

AgeWell New York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수신자 부담전화: 1-866-586-8044
TTY/TDD: 1-800-662-1220

우편번호



•  영양 상담 및 보충
•  보철 및 보조 장치
•  단체 환경에서 가정 배달 식사(예:  

데이 케어)
•  사회적/환경적 지원(집안일 또는 집 개조 등)
•  소셜 데이 케어
•  요양원 이용(필요한 경우)
•  수요자 주도형 개인 지원 서비스(CDPAS)

관리형 장기 치료
플랜(MLTC) 가입

수신자 부담 전화 1.866.586.8044 |  
TTY/TDD 1.800.662.1220

보장 서비스
AgeWell New York 가입은 귀하의 건강 
보험 보장과 서비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킵니다. 

다음과 같이 Medicaid 및 Medicare가 
통상 비용을 지불해주는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를 계속 받으시게 됩니다.

•  진료 조율 및 관리
•  간호, 가정 간병인, 의료적 사회 복지 등을 

포함한 가정 건강 관리
•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서 받는 재활 치료(예: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언어 치료)
•  성인 일일 건강 관리
•  개인 관리(예: 목욕, 식사, 옷입기 도움 등)
•  내구성 의료 장비 및 외과 의료 용품
•  개인 응급 대응 서비스(PERS)
•  의료 교통편(비응급)
•  발 치료(발 관리)
•  검안/안경류
•  청각학/보청기
•  치과 서비스
•  호흡 치료
•  개인 간호사

치료 관리
모든 AgeWell New York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혜택은 귀하의 필요한 부분을 
평가하고 서비스를 조율할 수 있는 개인 
케어 매니저를 두는 것입니다. 

저희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잘 알고 있으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케어 매니저는 다음을 위해 귀하와 협력하는 
의료진입니다.
•  귀하의 건강과 장기간의 관리상 필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 해법을 찾고 조율.
•  의학적 필요상 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개별 건강 관리  
플랜의 작성.

•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거나 계속 받기 위해 
또는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한 한 끊김 없이 
받기 위한 허가 제공.

•  주치의 및 기타 의료 제공자들과 공조해 
보장 대상 서비스와 보장 범위 외의 서비스 
모두를 조정.

케어 매니저에게 연락하시려면 가입자

서비스부에 1-866-586-8044  

(1-800-662-1220 TTY/TDD) 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AgeWell New York에 직접 1-866-586-8044 
번으로 연락하시거나 웹사이트 
www.agewellnewyork.com을 방문하셔서 
관리형 장기 치료(MLTC) 플랜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 서비스부 
담당자에게 MLTC 보장과 가입 자격에 대해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 가족분이 지역사회 기반 장기 
치료 서비스(CBLTS)를 처음 접하시는 
경우가 아니고 지난 45 일 동안 CBLTS
를 이용하셨으며 가입에 관심이 있으시면 
AgeWell New York은 다음의 조치를 
해드립니다.

– 귀하의 필요 사항에 대해 가정내 종합 
평가를 위한 예약과 현재 이용하고 계신 
서비스와 진료에 대해 검토

– AgeWell New York이 제공해드릴 수 있는 
혜택의 설명

– AgeWell New York 가입자 안내서 및 서비스 
제공자 명부의 사본 제공

– 귀하의 건강과 복지 관련 요구를 논의하여 
개인화된 치료 계획 수립

– AgeWell New York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가입 계약서 작성에 도움 제공

– AgeWell New York 소속 네트워크에서 
가입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

–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 제공

귀하와 가족분이 지역사회 기반 장기 치료 
서비스(CBLTS)를 처음 접하시는 경우나 CBLTS
를 45 일 이상 이용하시지 않았던 경우, 
뉴욕주 보건부의 가입 브로커인 Maximus에 
먼저 연락을 하셔서 최초 가입 자격 평가를 
위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 평가에는 
이해충돌 평가 등록 센터(CFEEC)에서 
파견된 공인 간호사에 의한 가정 내 평가가 
포함됩니다. CFEEC 에 1-855-222-8350 번으로 
연락하시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CFEEC 
는 또한 귀하와 가족분이 AgeWell New York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일반적 Medicaid 또는 
Medicare 혜택을 잃지 않게 됩니다. 
Medicaid 또는 Medicare 서비스가 
AgeWell New York에서 보장되지 
않으면 AgeWell New York 플랜 
외부에서 귀하의 Medicaid 또는 
Medicare 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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